리스본에 한국 슬로우 푸드를 경험할 수 있는 식당 2곳 이미 개점
- 오송 대사가 음식체험 가이드로 나선 한식당 Grill de Korea와 K-Bob 취
재기
한국인 켈리 최는 남편 및 딸과 함께 배에서 거주하면서 포르투갈을 방문했
고 아조레스 섬과 마데이라 섬에 갔다. 최근 리스본에 문을 연 한국식당 2
곳 중의 하나인 Grill de Korea 식당 대표인 그녀는“우리는 이 나라와 사
람들과 날씨가 좋아서 3년 전부터 카스카이스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K-Bob 식당 대표인 홍대은 사장도 자원봉사자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포르
투갈을 알게 되었고 포르투갈이 너무 좋아서 리스본으로 돌아와서 1년간 리
스본대에서 포르투갈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나중에 홍 사장은 유럽의 이 작
은 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부인 신혜란씨를 설득해 함께 식당
을 열어 성공했다. 첫 번째 식당은 마르팅 모니즈에, 그리고 지금 스페인광
장 근처 르싸누 가르시아 거리에 두 번째 식당을 열었다.
오송 대사는“이 두 식당은 한국인 요리사와 정통 한식을 제공하고 한국인
이 주인인 식당”이라고 말했다. 대사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들
중의 하나이고, 건강식에 맛도 좋은 한식을 리스본에서 체험했다. 한식 중
에서 김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식세계는 더 다양하다.
K-Bop은 점심시간에 처음 방문했다. 식당에는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있었
고,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꼬랄린느가 고객
들에게 인기메뉴인 제육볶음(매운 소스로 볶은 돼지고기)과 불고기(간장에
재운 소고기)를 설명해주었다. 본 기자가 3차례 한국방문에서 가장 좋아했
던 음식이 불고기였지만, 밥을 야채와 빨간 고추장에 버무려 먹는 비빔밥도
좋아한다.
오 대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상품, K-Pop에서부터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
을 통해 포르투갈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면
서, 한식을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rill de Korea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를 했다. 식당은 Bairro Alto의
Travessa da Espera에 위치하며, 현재 저녁에만 영업을 한다. 켈리 최 대표

는 “과거에 파두를 공연했던 식당에 한국적인 분위기 연출을 위해 아직 공
사가 필요하다”고 청백색 아줄레주 타일 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켈리 최를 보자 몇 주전 영자신문 선데이 타임즈에 게재되어 본 기자의 관
심을 끌었던 카스카이스에 사는 한국여성임을 알아봤다. 이 여성은 “나는
한국의 남쪽지방에서 태어나 17세에 일본으로 갔다가 파리로 와서 스시사업
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포르투갈 슈퍼마켓내 스시 데일리 및
툭툭서비스와 같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녀의 사업
열정은 이진과 제이미배 두 요리사를 데려올 정도로 포르투갈내 한식 사업
에 있다. 최 대표는 “우리는 최고의 고기를 제공하고 싶다. 이를 위해 우
리는 포르투갈 최고의 고기를 구입할 것이다”라고 저녁식사를 함께 한 백
지원 대사부인에게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오송 대사는 K-Bob 식당 오찬에서 최고의 한국음료인 쌀로 만든 막걸리를
보여줬다. 막걸리 병을 열기 전에 흔들어야 하지만 그 이후 가스가 가라앉
기 위해 뚜껑을 살짝 열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감자를 발효시켜 주조한 한
국의 대표적인 주류인 소주 한 병도 마셨다. 소주는 단독으로 마실 수도 있
고, 또 맥주와도 섞어서 마실 수 있다. 대사는 한국산 카스맥주 한 병을 따
면서 소주는 “한국 맥주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수 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으
며, 2차대전 후 분단되었다. 1910년부터 한국을 식민지배한 일본이 한반도
에서 물러난 이후 38선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
한)이 들어섰고, 남쪽은 미국의 후원으로 한국이 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
민주주의가 발전되었고,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역동적인 경제발전으로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
지고 있으며, 북한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
켈리 최는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이 만들어 먹은 음식을 통해 최상의 것을
찾고자 한다. “향후 식당의 이름은 어머니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인
'Oomoni'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음식은 항상 최고이기 때문이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식사 테이블에는
대사, 대사부인, Sara Matos 사진기자와 이남수서기관이 있었으며, 본 기자
는 켈리 최로부터 구운 고기, 야채와 매운 양념장이 들어간 양상추 쌈을 받

았다. 모든 것은 고객들이 테이블에서 자신의 속도로 직접 요리한다. “한
식은 슬로우푸드이지 패스트푸드가 아니다”라고 오송 대사는 말했다. 한국
에서 수입된 테이블 중앙에는 그릴이 있다.
K-Bob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꼬랄린느 외에도 중국어를 하는 다비드도 파트
타임으로 일한다. “음식은 한국 전통음식이지만 고객들에게 항상 매운 맛
을 적게 해야할 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직원들은 설명했다. 그래서 불고기
의 경우 간장에 양념한 버전을 고객들이 더 많이 요청한다.
본 기자는 두 가지 버전을 맛보았는데 매운 것도 감당할 만다고 생각한다.
매운 맛으로 열이 나긴 하지만 항상 같이 나오는 흰 밥이 매운 맛을 삭혀준
다.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일본인처럼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반면에 숟가
락은 중국인과 일본인들과는 달리 밥을 먹는데 사용한다“ 고 오송 대사는
설명했다. 오송 대사는 포르투갈에 온 지 몇 달 안 됐지만, 한국에 매우 좋
은 인상을 준 88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호자 모타를 오래전부터 존경
해왔다.
Grill de Korea에서와 마찬가지로 K-Bop의 성공 비결도 한국에서 온 서울
출생 신혜란씨의 요리기술이 결정적이다. 홍대은 대표는 주저하지 않고
“부인이 매우 좋은 요리사”라고 말하자 그녀는 웃는다.
본 기자는 김치를 맛본 후 켈리 최 대표, 홍대은 대표와 신혜란씨와 작별인
사를 했다. 포르투갈인들이 잘 모르는 김치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인정한
의학적 효능을 가진 세계 5대 건강음식 중의 하나이다,
오송 대사는 “김치는 한국인에게 음식이상의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와 부
모님 세대에서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다. 오늘날까지 한국인
은 김치 없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김치에 중독되어있다. 김치를 덜 먹는
젊은이들도 30대 또는 40대가 되면 다시 김치를 좋아하게 된다. 모든 한국
인의 가정에는 김치냉장고가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주간의 모든 행사일정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끝/

